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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시각화는 컴퓨팅 장치의 디스플레이 성능, 연산 능력, 대량의 데이터 관리

등의 기반 기술 확충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었으며, 웹과 함께 등장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소셜 미디어와 같은 비정형적 빅데이터를 주요 대상으로 다루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시각화 기술은 인간의 정보 지각 능력의 중추가

되는 시각을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지각과 인

지를 가능하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보 시각화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시각화 방법

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정보 시각화의

정의와 분류 및 최근 컴퓨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가시화 방법론 등의 기술 동향

에 대해 살펴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표현 기술의 발전 동향을 함께 서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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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수십여 년 간의 컴퓨팅 기술, 특히 대용량 데이

터 저장 기술 및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빠른 연산 

기술 그리고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은 정보 

시각화(information visualization) 분야가 성장할 수 있

는 밑거름이 되었다[1]. 여기에 최근 IT 분야의 키워드

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빅데이터 기술은 

관련 분야로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집중시켰으며 터치

스크린, 안경형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새로운 입출력 장

치의 등장 또한 정보 가시화에서 사용자와 정보 간의 인

터랙션 측면을 다시금 고찰하게 했다. 

이러한 다양한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또 다른 기술 실

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도 하였

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사용자들의 기술 접근을 더욱 차

단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조직화되고 시각화된 정

보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기술은 정보 디자인의 새로운 지표를 열었으나 동시에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의 문제를 제기시키기도 했다

[2]. 국내에서 또한 GUI가 등장한 이후로 2000년대 초

반이 되어서야 시각장애인들이 윈도우 컴퓨팅 환경에서 

부분적 작업이 가능한 정도였고, 여전히 기술적 변화와 

발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크린리더, 점자입출력장치, 3D 

오디오 브라우징, 촉각 그래프, 멀티 모달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 개발이 다방면으로 모색되어왔

고, 이제는 모바일,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정보 가시화 

시장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또 다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 시각화라는 큰 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정보 시각화

의 정의와 다양한 기준에 따른 분류 및 최근 컴퓨팅 환

경의 변화에 대응한 가시화 방법론 등의 기술 동향에 대

해서 살펴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표현 기술의 발

전 동향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Ⅱ. 정보 시각화 

1. 정보 시각화 정의 

정보 시각화라는 용어는 1999년 Stuart K. Card가 사

용하면서 IT 분야와 디자인 분야를 아우르는 키워드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 정의와 해석은 다양하다.  

초창기 카드 외 다수의 연구자는 정보 시각화의 정의

와 그 범주를 ‘컴퓨터 기반이며 상호작용적이고 인지의 

확대를 위한 기초적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을 사용한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3].  

이후 시각화의 범위는 컴퓨터나 영상 매체뿐 아니라 

각종 인쇄물, 공간 및 환경 등과 같이 정보를 담을 수 있

는 다양한 매체들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또한 웹 등장 

이후로 디지털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인

터랙티브 미디어를 다루기 위한 사용자 조작도 광의의 

정보 시각화에 포함하기도 하며, 그래픽적 요소를 포함

한 시각적 표현만을 고려한 초창기와는 달리 시각을 포

함하여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다른 모든 감각 모달리

티를 함께 고려한 표현으로 확대하여 해석되고 있다. 

참고문헌 [3]의 저자는 ‘정보 시각화란 사용자에게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래픽 요소를 활

용하여 데이터가 정보로서 의미가 생성되도록 형상화하

는 것이다’라는 정의와 함께 다음의 <표 1>과 같은 정보 

시각화의 주요 장점 및 유의점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시각화된 정보는 해석 과정에 지적 능력이 필요하고 왜

곡될 수도 있으므로 정보 전달의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표 1> 정보 시각화의 주요 장점과 유의점 

장점 유의점 

- 정보처리 능력 확장 

-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차별화

- 지각적 추론 가능 

- 감성적 표현 가능 

- 넓은 계층에 접근 

- 정보의 정황 전달 

- 정보의 입체화

- 해석 과정에 지적 능력 요구

- 정보의 왜곡 위험성 

- 과도한 시각화의 효율저하

- 문화적 요인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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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

선의 목적임을 강조하였다. 

정보 시각화 행위는 독립된 인간의 인지 과정으로써 

Robert Spence는 (그림 1)과 같이 정보 시각화의 의미

를 해석하고 있다[1]. 특히 ‘visualize’의 의미를 심적 모

델 또는 심적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는 

온전히 사용자의 인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

명하고 있다. 또한 원자재인 데이터를 가공하여 만든 정

보를 ‘visual’로 한정하지 않고 다감각 모달리티로 제시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정보의 시각화 및 사용자의 인지 절차는 데이터를 조

직화하고 시각화하여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통하여 정

보로서의 의미가 생성되도록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으로 (그림 2)와 같이 요약된다[1].  

특히 Ben Fry도 이러한 일련의 시각화 과정을 설명하

면서 이는 단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 보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4]. (그림 3)은 

Ben Fry의 시각화 절차를 나타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 시각화의 의미는 광

의 또는 협의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광의 즉 포괄

적 의미의 정보 시각화는 정보 디자인이라는 개념과 유

사하게 해석된다. 정보 디자인이라 함은 사용자들이 목

적에 따라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를 의미 있게 조직화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3]. 

이러한 과정은 데이터의 수집에서부터 정보의 조직화, 

정보의 시각화, 사용 콘텍스트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을 모두 포함한다. 정보 디자인의 한 단계로 볼 수 있는 

시각화 부분만을 다루는 협의의 정보 시각화 정의도 있

으며, 여기에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다루기 위하여 사용

자 인터랙션 부분을 포함하는 정의도 있다. 또한 정보의 

시각적 자극을 통한 표현에 보다 집중한 인포그래픽

(infographics)도 있는데, 이는 정보(information)와 그

래픽(graphics)의 줄임말로 정보를 보다 흥미롭고 이해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그래픽 디자인 중심으로 시각화

한 기술로 정의한다.  

2. 정보 시각화 분류 및 기술 동향 

본 절에서는 정보 디자인에서의 주요 단계가 되는 정

보 조직화(representation), 정보 시각화(presentation), 

정보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림 1) 정보 시각화 프로세스 (그림 3) Ben Fry의 정보 시각화 절차 

(그림 2) 정보의 사각화 및 인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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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면서 각 과정에서의 기술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

다. 

가. 정보 조직화 단계(Representation of Data) 

정보 조직화는 사용자의 정보 인지에 관여하는 단계

이다. 대표적인 예시인 (그림 4)와 같이 혼돈의 상태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배열하고 조직화하여 질서

를 부여하는 작업을 의미한다[3].  

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발

전되어 왔으며 최근 웹 데이터 및 소셜 미디어 정보가 

주요 쟁점 요소가 되면서 특히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하

는 분석 기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데이터의 양(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복잡성(complexity) 측

면에서 전통적인 구조적 데이터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 

빅데이터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 중에서도 텍스트 마이

닝(text mining),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소

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군집 분석

(cluster analysis) 등의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5],[6]. 특

히 오피니언 마이닝은 웹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 나타

난 여론과 의견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재가공하는 기술로서 (그림 5)와 같은 시스템 구성의 예

시를 볼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

인 하둡(Hadoop)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자유 소프

트웨어 플랫폼에서의 대용량 분산 응용 프로그램의 개

발이 용이해졌다. 저장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공공 및 

사설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빅

데이터 분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Robert Spence의 재정열을 이용한 정보 조직화

예시 

 

(그림 5) 오피니언 마이닝 시스템 구성 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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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휴먼 페이스 오브 빅데이터’와 같은 일반 

대중의 참여로 진행되는 글로벌 빅데이터 프로젝트도 

등장하였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

집하여 시각화 및 해석 과정을 거쳐 일반에게 공개할 예

정이라고 한다. 

나. 정보 시각화 단계(Presentation of the Repre-

sented Data) 

사용자의 정보 지각에 관여하는 단계이다. 사용자에

게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보를 받아

들이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의 감각 기관에 최

적의 자극을 제시하는 방법을 찾는 단계에 해당한다[3].  

대상이 되는 정보의 성격이 다양해짐과 동시에 정보

를 표현할 장치 또한 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시각화의 

방법 및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연구되고 있다. 컴퓨팅 

장치의 기본이 되는 모니터를 이용한 2차원 출력에서부

터 그래픽 기술의 향상에 따른 3D 가시화 환경, 가상과 

현실 세계를 모두 수용하는 see-through 타입의 안경

형 디스플레이까지 다양한 출력 환경도 고려 대상이 된

다. 또한 대형 스크린에서부터 소형의 이동 단말의 화면

을 위한 시각 출력뿐 아니라 3D 오디오 출력, 촉각 출력 

그리고 방향 시스템 등 다양한 감각의 출력 기술을 활용

하는 정보 시각화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 시각화 과정은 조직화된 데이터를 심성 모형에 

일치시키는 매핑 과정과 그래픽, 사운드 등의 감각 출력 

요소에 적용하는 형태 과정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매

체의 형식에 맞도록 표현하는 전달 과정으로 이루어진

다[3]. 특히 이 과정에서 정보가 어떻게 우리 두뇌에서 

이해되는가를 염두에 두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와 구조

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림 6)은 정보 시각화의 대표적 예시로서 인용되고 

있는 프랑스의 공학자 샤를 미나르의 정보 다이어그램

이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할 당시 모스크바 진격 

및 후퇴 과정에서의 병사 숫자를 표현한 것으로, 이는 

복합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 병사 수의 변화

와 기온, 거리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직관적으로 이해

하기 쉽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보 시각화 기술은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

라 또는 시각화 방법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다.  

시각화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는 정량

적 데이터의 시각화와 정성적 데이터의 시각화로 구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숫자, 크기 등의 

수치를 기반으로 하여 주로 과학적, 통계적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정량적 데이터의 시각화이다. 

여기서는 많은 분량의 데이터를 원하는 목적에 맞게 재

해석하고 의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들을 도출한다. 

정성적 데이터의 시각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 현

상, 사상 등의 표현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7)은 데이비드 맥캔들리스(David McCandless)

의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우파와 좌파 간의 성향을 비

교한 시각화 자료이다. 이는 인포그래픽의 한 예가 되는 

것으로 미적 표현과 함께 많은 스토리를 함축적으로 디

자인하였다.  

다음은 시각화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1차원적 방법: 일련의 문자를 이용한 표현, 음성 

출력, 점자 출력과 같이 일차원적인 정보의 표현

이 중심이 된다. 

 2차원적 방법: 위치, 크기, 방향과 같은 공간적 

속성 정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웹페이지

의 구조적 배치, 그래프 등의 정보 표현이 있다. 

* 좌에서 우 방향 연회색 선: 진격 시 병사 수, 우에서 좌 방향 흑색 선: 후퇴 시
병사 수, 선의 두께: 병사의 수, 선의 위치: 이동 경로, 텍스트: 지역명, 전술,
지원군, 하단 차트: 기온  

(그림 6) 샤를 미나르의 나폴레옹 러시아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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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고 많이 접하게 되는 

정보 표현 방법이다. (그림 8)의 히트맵(Heat map)

이나 트리맵(Tree map), 쌍곡선 트리(Hyperbolic 

tree) 등의 다양한 시각화 기법이 소개되고 있다.  

 3차원적 방법: 3차원 공간으로 표현 영역이 확대

되는 것으로 3D 모델링, 3축 그래프, 가상 공간

에서의 정보 표현 등이 여기에 속한다((그림 9) 

참조). 

CREATIVE CREDIT         INEVITABLE CAPITALIST AGENDA
David McCandless & Stefanie Posavec // v1.0 // Oct 09         from the new infographic book of visual exploria
InformatonIsBeautiful.net/ItsBeenReal.co.uk                  The Visual Miscellaneum

 
<자료>: www.iprospect.com.au 

(그림 7) 데이비드 맥캔들리스의 LEFT VS RIGHT[8] 

 

(그림 8) 웹페이지 영역에서 마우스 클릭 수를 Heat Map으

로 표현한 예시 

 

(그림 9) 시간지리학 개념의 시각화: 시공간 경로 예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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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적 방법: 계층관계, 상관관계 등 정보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표현한다. 팝업윈도우, 폴더구

조, 트리구조 등과 같은 형식으로 정보가 표현되

기도 한다((그림 10) 참조). 

 형상적 방법: 애니메이션, 이미지, 색상 등의 방

법으로 정보를 표현 하는 것으로 사물의 속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보 시각화의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는 

살아있는 정보라고 할 만큼 웹을 중심으로 시시각각 변

화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모바일 단말의 지원으로 

접근성 또한 더욱 자유로워졌다.  

(그림 11)은 구글의 메일 분석을 통한 독감 유행을 분

석한 패턴과 실제 미국 질병 센터에서 보고된 내용을 함

께 표현한 그래프이다. 이는 공공의 비정형적인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충분히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빅데이터를 다루는 정보 표현 기술로서는 최근 시각

화 지원 프로그래밍 언어 R이 부각되고 있으며 스탠포

드 대학의 Protovis와 같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웹에서의 시각화 기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 인터랙션 단계(Interaction to Select the Re-

quired View of Data) 

대상이 되는 정보의 성격이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발

전함에 따라 사용자와 정보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슈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인터랙션 단계는 사용자 경험을 디

자인하는 단계로서, 정보의 인지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

각적 요인을 함께 활용하여 사용자 경험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앞서의 정보 시각

화 단계와 밀접하게 연동되면서 동시에 입력 기술의 특

성도 함께 고려된다.  

GUI는 아이콘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여 컴

퓨팅 장치를 조작, 제어할 수 있는 정보를 가시화한 것

이다. 직관적이면서 화면의 효율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

였을 뿐 아니라, 사용자 인지와 심성 모형에 대응하여 

정보와 과정을 가시적으로 만들어 이해와 사용을 용이

하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3]. 

최근에는 터치 인터페이스의 접목으로 다양한 제스처

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 개발 사례를 쉽게 살펴볼 수 있

고, 음성입출력, 시선입력 등의 차세대 기술이 접목된 

(그림 10) Tree Diagram(a), Venn Diagram(b), Tree Map(c)[10]

(그림 11) 구글 공공 데이터 익스플로러의 독감 유행 분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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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2)는 줌인아웃 인터페이스, (그림 13)은 멀티

터치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사례를 보인다. 

Ⅲ.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1. 정보 접근성 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팅 디바이스를 통한 정

보의 시각화는 디스플레이 성능, 연산 능력, 대량의 데

이터 관리 등의 기반 기술의 확충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었으며, 웹과 함께 등장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비정형

적 빅데이터와 같은 대상을 다루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시각화 기술은 인간의 정보 지각 능

력의 중추가 되는 시각을 중심으로 더욱 집중됨에 따라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지각과 인지를 가능하

게 하였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의 장벽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물론 컴퓨팅 기술의 발전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것 또한 사실이다. 점자입출력장치, 보행 

보조장치 등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웹과 스

크린리더의 등장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사회와 지식을 접

하는 필수 채널이 되어주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이 일상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방법에서 정보생활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확대 이전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보 표현 및 상호작용 

기술이 다수 연구 개발되고 있지만, 이들에게도 새로운 

기술 개발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직 절실

하다. 단순히 차단된 정보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을 모색하는 소극적 개발보다도 새로운 기술이 일반 사

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장점이자 혜택을 시각장애인들에

게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고령층 

또는 시각적인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일반인들

로 확장할 때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 특히 

다감각입출력 기술이 다수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

각 이외의 감각 표현을 활용하여 다차원적이고 다감각

적인 가시화 표현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2. 정보 표현 방법 

가. 청각적 표현 

사운드를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

는 1986년 auditory icon을 정의한 Gaver로부터 시작되

 

<자료>: www.onezoom.org 

(그림 12) 확대보기 인터랙션을 활용한 시각화 예시(원줌

(Onezoom)의 생명의 나무) 

 

(그림 13) InfoTouch, Multi-Touch Visualization Interfac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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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14], 정보, 피드백 및 상태 등을 오디오 메시지로 표

현하고자 한 Earcon에 의해 보다 체계화되었다[15].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시각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

도록 하는 연구는 GUI가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참고문헌 [16]의 연구와 같이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콘텐츠 모델을 대상으로 인터페이스 대상물, 대

상물의 속성, 액션 피드백 등을 오디오로 매핑하여 표현

하는 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그림 14)는 컴퓨터상

의 대상 오브젝트를 시각적, 청각적 디스플레이로 매핑

하는 3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림 14)는 시

각적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icon과 청각적 디스플레이

에 해당하는 auditory icon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하

게 한다. 

그 밖에 2차원 선형 그래프를 오디오로 표현하기 위

한 방법[17] 및 3차원 정보를 오케스트라의 악기 소리와 

매핑하는 등의 표현 방법도 소개되었다. 또한 지도 정보

의 습득을 위한 내비게이션 및 웹 브라우징을 돕기 위한 

방법 등 오디오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지각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나. 촉각적 표현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촉각 지각의 대상은 점자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키보드 마우스 등에 접목된 점

자입출력장치 및 휴대용 점자 시스템의 개발 이후로 최

근에는 ePub(Electronic Publication) 전자책 표준을 이 

용한 시각장애인용 점자전자책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

다((그림 15) 참조)[18]. 특히 휴대용 단말 및 전자책 시

장의 활성화로 전자책 표준 규약에 따라 작성된 모든 전

자도서가 음성 또는 점자로 쉽게 변환이 가능하도록 지

원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습득 욕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ctons는 진동출력장치의 frequency, duration, am-

plitude, rhythm 등의 조작으로 생성한 진동 동작 패턴

을 촉각 메시지로 매핑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각장애

인을 위한 정보 표현의 한 방법으로 제안되었다[19]. 이

외에도 다양한 촉각 출력 장치의 개발로 2차원 또는 3

차원 정보를 촉각적으로 표현한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그림 16) 참조). 

 (그림 14) 컴퓨터의 모델 세상과 디스플레이와의 3가지

매핑 유형[13] 

(그림 15) 점자전자책 시스템 구성의 예시 

 

(그림 16) 3차원 정보의 촉각 출력 장치 예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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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호작용 

GUI 이후, 터치스크린의 개발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자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특히 스마트 

단말들이 터치스크린을 채용하면서 물리적 버튼이 사라

졌고 시각장애인들의 인터페이스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

했다. 이에 멀티터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Voice-

Over[21]와 같은 스크린리더가 개발되면서 시각장애인

들의 터치 단말의 활용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에도 다양한 터치 제스처를 입력 수단으로 활용하

는 기술이 소개되었다((그림 17) 참조)[22].  

Ⅳ.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정보 시각화와 시각장애인이라

는 두 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서술하였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와 이를 

수용할 클라우드 기술은 정보의 시각화 기술 개발을 촉

진시켰고, 이로부터 파생한 다양한 정의와 분류 과정에

서 관련 기술들의 개발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편 시각장

애인 입장에서의 정보 시각화가 어떤 기술적 진보를 이

루어 왔는지 함께 설명하였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정보의 효과적인 표현은 무엇

보다 중요하며 동시에 정보 디자인 및 시각화 기술은 더

욱 강조될 것이다. 수많은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표현, 

그리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이 모든 절차에서 많은 기

술적 도약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를 위한 

기술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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